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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베트남 항만산업 현황
ㅇ '18년 베트남 전체화물 물동량은 5억3,010만 톤에 달하며 컨
테이너화물 물동량은 1,810만TEU임(베트남해양수산청, 2019)
- '18년 베트남 전체화물 물동량은 '17년 대비 20% 증가했으며
컨테이너화물 물동량은 25.7% 증가함

'17-'18년 베트남 전체화물 물동량 및 컨테이너화물 물동량

자료: 베트남해양수산청, 2019

2. 베트남 항만 체계
ㅇ '18년 기준 베트남 내 45개의 항만이 운영되고 있음(베트남산
업통상부, 2018)
ㅇ 항만은 건화물, 액체화물, 컨테이너화물 등 처리 가능한 화물
의 종류에 따라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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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화물은 철광석, 석탄, 곡물, 시멘트, 소금, 설탕, 모래 등 건성
화물을 의미함
- 액체화물은 주로 원유, 액화천연가스(LNG), 액화석유가스
(LPG) 등 병, 통, 탱크 등에 들어있는 액체 또는 반액체의
화물을 의미함
- 컨테이너화물은

컨테이너 1개를 단위로 하여 수송되는 대

량화물을 의미하며 그 예로는 장난감, TV, 의류, 육류, 컴퓨
터 등이 있음
ㅇ '18년 베트남 내 총화물량 중 52%를 차지한 건화물의 비중이
가장 컸고 컨테이너화물 34%, 액체화물 14% 차지함(베트남해
양수산청, 2019)

'18년 베트남 화물종류별 물동량

자료: 베트남해양수산청, 2019

ㅇ 베트남 항만은 지리적으로 베트남 북부, 중부 및 남부로 나눌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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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대 규모 항만은 베트남 남부의 호치민시 및 바리아-붕따우
성(城)과 베트남 북부의 하이퐁시에 위치함

3. 베트남의 주요 항만 운영사
ㅇ 베트남 내 주요 항만 운영사로는 SNP社(Saigon New Port),
Vinalines社, GMD社(Gemadept)가 있음
ㅇ (SNP社) 베트남국방부 해군소속의 국영기업으로 주요 사업으
로는 항만운영, 물류, 해상운송이 있음
- SNP社는 베트남 내 최대 컨테이너항인 호치민시 Cat Lai항과
바리아-붕따우성의 주요 심해항인 탄캉카이멥국제터미널(Tan
Cang Cai Mep International Terminal : TCIT)을 운영함
- '18년 SNP社가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760만TEU에 달했
으며 이는 '17년 대비 10% 상승한 수치임(SNP, 2019)
- '18년 SNP社는 하이퐁시 락후옌지역에 심해항인 하이퐁국제컨테
이너터미널(Hai Phong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: HICT)
을 개장함
- 하이퐁국제컨테이너터미널은 SNP社와 일본 선사 MITSUKI
O.S.K Lines社와 대만 선사 Wan Hai Lines社, 일본 종합상사
Itochu社 등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로 설립됨
-

SNP社가 전체 지분의 51%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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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TSUKI O.S.K Lines社 17.5% Wan Hai Lines社 16.5%
Itochu社 15% 보유함
- '18년 SNP社는 컨테이너 운송을 지원하고 운송비 결제서비스
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ePort를 도입함
ㅇ (Vinalines社) 베트남교통부 산하 국영선사 Vinalines社는 베트
남 내 Hai Phong항, Da Nang항, Saigon항 등 15개 항만을 운
영중임
- Vinalines社는 항만운영사업과 해상운송사업을 운영함
- '18년 Vinalines社의 매출은 '17년 대비 8.7% 감소한 5억2,790
만 달러에 그침(Annual Report, 2018)
- '18년 당기순이익은 1,260만 달러로 이는 해상운송사업에서
적자를 기록함으로 인해 전년대비 58% 하락한 수치임
- '18년 Vinalines社는 다낭시 Tien Sa항 확장 프로젝트에 투자
하고 Hau Giang항을 개항했음
ㅇ (GMD社)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민간기업으로 베트남
북부 하이퐁시, 중부 꽝응아이성, 남부 호치민시 및 바리아붕따우성 등 베트남 전역에 항만을 운영함
- GMD社는 항만운영사업 외에 포워딩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- '18년 GMD社의 매출은 '17년 대비 32.2%하락한 1억1,540만
달러에 그침(Annual Reprt, 20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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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반면 물류 및 운송부문 자회사 주식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으
로 인해 '18년 당기순이익은 '17년 대비 226.8% 상승한 8,100
만 달러에 달함
- '18년 GMD社는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 Nam Dinh Vu항을 개항함
- 2억5,570만 달러를 투자한 Nam Dinh Vu항의 연간 컨테이너
처리능력은 200만TEU에 달함
ㅇ '18년 베트남 항만운영사들은 신규항만 건설계획을 수립함
- SNP社는 730만 달러규모의 Hai Ha항(꽝닌) 건설투자계획을
발표함(Dien Dan Doanh Nghiep, 2018)
- Hai Ha항은 하이하산업지구(Hai Ha Industrial Zone)와 하이퐁
락후옌지역 내 Lac Huyen항을 연결할 예정임
- '18년 Vinalines社는 1억7,050만 달러규모의 다낭시 Lieu
Chieu항 건설투자계획을 발표함(Bao Dat Viet, 2018)
ㅇ '19년 1월 베트남교통부는 항비(정박료ㆍ도선료ㆍ하역료 등)
를 인상함(Circular No.54/2018/TT-BGTVT, 2018)
- 이로인해 컨테이너 하역비는 10%, 환적비는 50% 인상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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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향후 전망

ㅇ '19년 베트남 항만산업은 물동량 측면에서 8-10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(KIS, 2019)
ㅇ 무역성장률 둔화 및 산업 내 경쟁심화에 따라 '19년 항만산
업 성장률 전망치는 '18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
- '18년 1분기 무역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8.9% 성장한 반면 '19
년 1분기 무역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.6% 성장하는 데 그침
(베트남 관세청, 2019)
- 무역 성장세 둔화로 인해 항만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세가 둔
화될 것으로 보임
ㅇ 대규모 항만 증가로 인해 베트남 항만산업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
- 소규모 항만은 대규모 항만에 비해 대형선박 수용에 불리한
지역에 위치해있고 자본력이 부족함

5. 한국기업의 시사점
ㅇ '19년 주베트남한국대사는 베트남교통부와의 면담에서 한국
기업의 하이퐁 락후옌지역 내 신규항만 건설에 참여할 수 있
기를 희망한다고 전함(Nguoi Dong Hanh, 2019)
-

한국기업의 안정적인 재정능력과 항만개발 및 운영 경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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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항만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ㅇ '17년 평택항만공사는 Cai Mep-Thi Vai항(바리아-붕따우성)
등 베트남 항만과의 연계에 관심을 둠
ㅇ 한국기업들은 베트남 항만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적극
적이지 않은 반면 물류산업에는 활발하게 투자함
- '18년까지 베트남 물류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규모는 11억
달러에 달함(FIA, 2019)
- 베트남 물류산업 내 134개의 한국기업이 존재함
ㅇ 한국물류기업들은 베트남 내 대형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함
- '17년 CJ는 GMD社로부터 물류기업 1개, 운송기업 1개를 인
수했으며 인수금액은 1억 달러 이상임
- '16년 물류사업을 운영중인 삼성SDS는 하노이 노이바이국제
공항에서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ALS社(Aviation Logistics
Services)의 지분을 매입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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